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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마크 트웨인(Mark Twain)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4)1)은 과거에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과 반인종차

별적이라는 옹호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작품의 

인종문제에 대한 공공연한 논쟁은 1957년 미국 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가 흑인 인종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헉에서 사용되

는 ‘검둥이’(Nigger)라는 단어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2) 비평가들 사이

에서도 헉의 인종문제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나뉘어졌다. 존 월리

스(John Wallace)가 헉을 역사상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가장 ‘인종차

별적인 쓰레기’라고 격렬하게 혹평한 반면에 데이비드 L. 스미스(David 

L. Smith)는 이 작품이 (멜빌의 작품을 제외한) 대표적인 미국소설들 중

에서 단연 가장 반인종차별적이라고 옹호한다.3) 헉이 이와 같은 논란

1) 이하 헉으로 표기함. 
2) Gregg Camfield, “Sentimental Liberalism and the Problem of Race,” Nineteenth- 

Century Literature 46, 1991. 98.
3) John Wallace, “The Case Against Huck Finn,” James Leonard, Thomas Ten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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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한 것은 아마도 짐(Jim)에 대한 헉(Huck)의 이중적인 태도와 논

란의 핵심인 결말 부분에서 기인한 것이다. 백인인 헉은 흑인노예인 짐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인종차별적인 시선도 보여주고 있으며, 헉과 (역시 

백인인) 톰소여(Tom Saywer)가 구출이란 명목하에 짐을 대상으로 ‘모험’

을 벌이는 결말에 대하여 혹자는 이것이 인종차별의 현실에 대한 풍자라

고 여기는 반면에 짐에 대한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결말을 중심으로 헉이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한 포레스트 로빈슨

(Forrest Robinson)과 버나드 벨(Bernard Bell)과 같은 이들이 있었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같은 장면이 오히려 당대 인종주의를 역설적으로 풍자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예로 인류에 대한 트웨인의 경멸이 

풍자와 유머로 위장되어 있다는 줄리어스 레스터(Julius Lester)4)의 지적

과 트웨인이 짐의 운명에 대한 책임과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

법을 이 작품에서 모색하고 있다는 스테이시 마골리스(Stacey Margolis)5)

의 주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셸리 피쉬킨(Shelly Fishkin) 역시 트웨

인이 풍자를 통해 사회를 비판했다고 여긴다.6) 그녀는 우드아드의 주장

처럼 트웨인이 ‘검둥이쇼’를 좋아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며 이 작품이 ‘검

둥이쇼’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쇼보다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의 구전이 소설의 중심을 이룬다고 여긴다. 피쉬킨에 따르면 트

웨인은 1880년대부터 그의 인생 말미까지 자신이 알던 실제 흑인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검둥이쇼’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부인했다.

Thadious Davis eds.,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16; David Smith, “Huck, Jim, and American Racial Discourse,”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s.,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363. 

4) Julius Lester, “Morality and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s.,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206. 

5) Stacey Margolis, “Huckleberry Finn; Or, Consequences,” PMLA 116(2), 2001. p.330. 
6) Shelly Fisher Fishkin, Was Huck Black? : Mark Twain and African American 

Vo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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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비평가인 알렌 헌트(Alan Hunt)는 톰소여가 도망노예를 돕는

다는 사실에 대한 헉의 진실된 충격을 통해 트웨인이 당시 미국의 노예

제와 백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모순을 풍자한다는 입장을 취한다.7) 짐

에 대한 헉의 장난에 대해서도 헌트는 트웨인이 헉의 장난이 실패하게 

함으로써 그 장난이 위장하고 있는 잔인성, 편견, 흑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장난들은 19세기 미국 

백인 중산층의 인종주의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장치이다. 헉이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진정한 장난꾸러기(prankster)와 내부자(insider)가 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헉은 아웃사이더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

기 때문에 자신의 장난이 잔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톰소여는 

내부자이다. 트웨인은 문학적인 ‘장난’의 장치를 통하여 백인 중산층 사

회와 인종주의에 대한 경멸을 드러낸다고 헌트는 주장한다. 로버트 오른

스테인(Robert Ornstein)은 톰소여의 어리석은 탈출계획이 역설적으로 당

대 미국에 대한 비판이라며, 이 작품의 메세지는 인간이 신성한 체하며 

착취 대상과의 형제애를 인정하기 전까지 거쳐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어두우며 괴로운 과정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8)

다른 비평가들은 트웨인이 인종에 대해 단지 하나의 입장을 취하기보

다는 더 복합적이고 모순된 입장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여겼다. 벨은 트웨

인이 헉처럼 미국 인종주의의 유산을 부인하고 노예제의 부당성에 대한 

책임 중 자신의 몫을 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흑인의 평등

성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한다.9) 그러나 비록 짐을 ‘검둥이

쇼’의 광대로 전락시키기는 하 으나, 이 정형화된 가면 뒤에 짐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과 역량을 엿볼 수 있다. 벨은 흑인의 인간성에 대한 트

7) Alan Hunt and Carol Hunt, “The Practical Joke in Huckleberry Finn,” Western 
Folklore 51(2), 1992. 227. 

8) Robert Ornstein, “The Ending of Huckleberry Finn,” Modern Language Notes 
74(8), 1959. 699-700.

9) Bernard Bell, “Twain’s ‘Nigger’ Jim,”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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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의 입장이 모호(ambivalent)하다며 트웨인이 어린 시절의 인종적 편

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서브라이언은 젊은 남부인으로서 트웨인이 흑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

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 증거가 그의 서신, 일기, 초기 출판물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10) 그러나 트웨인은 작가로서 성숙하면서 흑인에 대

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트웨인은 그가 살던 시

대의 인종주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기나긴 여정을 거쳐야 했다.11) 이 

과정에서 트웨인은 지속적으로 진전과 퇴보를 반복하면서 흑인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하 고, 이로 인해 헉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트웨인은 헉의 결말을 공공연한 농담거리로 삼았지만 생전에 

유명한 흑인들을 공공연하게 옹호했으며, 자신이 프레드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의 친구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고, 흑인 법대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브라이언은 트웨인의 작품들 속의 흑인에 대한 묘사

에서는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평가한다. 서브라이언은 헉에서 

재건기의 남부와 북부의 독자들에게 흑인의 인간성을 인정하려는 트웨인

의 지속적인 도덕적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작가인 트웨

인과 화자 헉은 흑인들의 평등성과 인간성에 대한 모호성에 있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브라이언에 따르면, 헉과 트웨인은 모

두 인종차별주의자(racist) 지만 백인 우월주의의 관습과 법에 맞서 용감

하게 그러나 헛되이 싸웠다는 것이다.

렛 존스(Rhett Jones) 역시 트웨인의 인종에 대한 시각이 모호하고 모

순되었으며 이러한 갈등이 그의 작품인 헉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여긴다. 

헉에서 짐과 다른 흑인들에 대한 트웨인의 관점은 계속 바뀌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다른 경우에는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

면서 백인의 이중의식(white double consciousness)을 반 한다는 것이다. 

10) Subryan, “Mark Twain and the Black Challenge,” 91.
1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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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이 작품은 당대의 인종주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헉이 계속해서 짐의 인간성을 대면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헉은 그와 교감하는 인간 짐과, 짐을 포함한 흑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당대 백인들의 이중적인 의식을 표출한다. 

이 논문은 이처럼 헉의 인종문제를 둘러싼 양가적 비평에 대한 원인

을 미하일 바흐찐 (Mikhail Bakhtin)의 이론에 입각해 설명해 보고자 한

다. 바흐찐은 언어와 작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작가와 작중화자의 관계

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첫째로 언어와 작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언어와 작가 사이에 거리 또는 거리 조정이 없다는 입장에서는 

헉에서 나타나는 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작가 자신의 발언

으로 간주하여 이 작품과 작가인 트웨인의 인종 입장을 모두 인종차별주

의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바흐찐의 이론에 입각해 작가가 언어

로부터 의도적인 거리조정을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 작품에 드러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오히려 당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작가의 풍자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작가와 화자의 관계를 

논의하자면, 먼저 작가와 화자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작가

와 화자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짐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헉과 작가인 트웨인을 동일시하여 헉과 트웨인을 모두 인종차별주의자로 

여길 것이다. 반대로, 작가는 작중화자와 구별된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바흐찐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트웨인은 헉과는 다른 제 2의 이

야기, 즉 당대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Ⅱ. 헉에 나타난 반인종차별적 요소들

먼저, 헉에서는 ‘반인종차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소재들과 

사건들이 발견된다. 이 작품이 가장 반인종차별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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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 중 하나는 아마도 헉이 흑인노예 짐과 백인 헉의 연대적인 도

주, 이들의 상호 연민과 인격적인 관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신을 학대하고 심지어 술에 취해 죽이려고까지 한 아버지에게서 가까스

로 도망친 헉은 미스 왓슨의 도망노예인 짐을 잭슨(Jackson)섬에서 발견

하고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헉이 도망노예송환법에 따라 그

의 도주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짐에게 헉은 

“설사 사람들이 나를 비천한 노예제폐지론자로 취급하더라도 개의치 않겠

다”며 자신의 불명예를 무릅쓰면서까지 짐의 도주에 협조한다.12) 헉이 

노예제폐지론자를 “비천하다”(low-down)고 언급하는 것에서 당시 노예제

폐지론자에 대한 시선이 어떠했는지와 도망노예의 도주를 도움으로써 헉

이 치러야 할 댓가가 상당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신만 도주하는 바람에 아직 노예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아내와 아이

들을 날마다 걱정하는 짐을 보며, 헉은 짐이 백인과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헉은 짐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점 짐의 인간성과 대면하게 된다. 헉은 처음에는 이것이 

백인사회의 기존 인식과 다르기에 혼란스러워 하지만, 자신이 마주한 짐

의 인간성을 점점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짐은 자유의 몸이 된다면 그

것은 전적으로 헉의 덕분이며 이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짐

은 자신을 절대 남부로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미스 왓슨과는 달

리 불명예를 담보로 자신의 도주를 돕는 헉이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유

일한 백인이자 친구라고 믿는다. 폭력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짐은 스스로

의 안전보다는 헉을 더 염려해 주고 외로운 헉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어

른, 더 나아가 긍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해 준다. 마을 사람들이 짐을 

잡으러 오자 헉은 자고 있던 헉을 깨우며 “짐, 어서 일어나세요!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라고 외치며 짐의 운명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포함

12) “People’d call me a lowdown Abolitionist … but that don’t make no difference.”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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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13) 헉은 짐과의 상호관계를 지속하면서 짐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가지기에 이른다. 헉은 이와 같은 자신의 반응에 대해 스스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며 짐에 대한 애정을 암시한다. 

헉은 시간이 지날수록 짐의 도주를 돕기로 한 댓가의 무게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흑인노예의 도주를 도운 이는 도망노예송환법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며,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지옥에 간다고 믿었다. 

헉은 당대의 법에 따라 짐을 그의 법적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것에 양

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를 이기지 못해 짐의 현재 위치를 알리는 편지를 

쓰며 위기를 맞는다. 헉을 구속하는 당대의 법과 종교는 헉에게 죄책감을 

안겨준다. 짐을 백인노예주에게 송환하는 것이 옳다고 헉의 사회적 양심은 

계속 말한다. 흑인노예의 도주를 도우면 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떠오르자 헉은 두려움에 떨며 생전 안하던 기도를 시도한다. 

그러나 헉의 마음 속에는 사회적 양심과는 다른, 이와 상충하는 또다른 

믿음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대면한 짐의 인간성과 짐과 형성된 

인격적인 관계이다. 짐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은 사회적 양심을 따르는 것

에 대해 또다른 가책을 안겨준다. 짐을 고발하는 것은 친구인 짐에 대한 

인격적인 배신으로 여겨진다. 헉은 그의 갈등의 원인이 자신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제는 둘 

중에 오로지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헉은 짐의 모습을 떠올

리며 그의 위치를 고발하는 편지를 쓰는 것을 중단한다. 

내 눈 앞에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의 짐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강 

위를 떠다니며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웃었던 기억들이 아른거렸다. 내 마음

은 그에게 냉담해질 수 없었다. 그가 내가 푹 잘 수 있도록 나를 부르지 않

고 대신 망을 보아주던 것과 나를 언제나 아가라고 부르며 쓰다듬어 주던 

것,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나에게 언제나 잘해주었던 것, 그리고 나를 

자신의 가장 친한 그리고 유일한 친구라고 말하던 짐의 모습이 떠올랐다. 

13) “Git up, Jim! They are after us!” Ibid.,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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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e Jim before me, all the time, in the day, and in the night-time… and 
we a-floating along, talking, and singing, and laughing. But somehow I 
couldn’t seem to strike no places to harden me against him… I’d seen him 
standing my watch on top of his’n, ‘stead of calling me, so I could go on 
sleeping; …and would always call me honey, and pet me, and do everything he 
could think of for me, and how good he always was…and said I was the best 
friend old Jim ever had in the world, and the only one he’s got now.14)

헉은 짐을 위해 “지옥에라도 가겠다”며 편지를 찢어버린다.15) 이와 관

련하여 라이오넬 트릴링(Lionel Trilling)은 헉이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의 친구로 남는다고 주장한다.16) 또

한 윌리엄스(Kenny Williams)는 헉의 양심이 인간이 만든 법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회의 억압을 초월한다고 평가한다.17) 트웨인은 이를 두고 노
트북(1895)에서 헉에 대하여 “건전한 마음과 기형적 양심이 갈등을 

일으키고 양심이 패배의 고배를 마시는 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18) 여

기서 건전한 마음은 짐에 대한 헉의 인간적인 감정이고, 양심은 헉을 구

속하는 사회적 양심이다. 트웨인은 특별히 이 장면을 꼽아 두 마음의 갈

등에서 짐에 대한 헉의 마음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처럼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간적인 연대라는 강력한 반인종차별적인 

소재와 더불어 이 작품은 반인종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소재와 

사건들을 포함한다. 미스 왓슨이 흑인 노예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 총

기를 소유한 그랜저포드(Grangerford)와 셰퍼슨(Shepherdson) 가문이 참

14)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225. 
15) “All right then, I’ll go to hell.” Ibid. 
16) Lionel Trilling, “The Greatness of Huckleberry Finn,” Huckleberry Finn (New 

York: W.W. Norton, 1961), 314.
17) Kenny Williams,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or, Mark Twain’s Racial 

Ambiguity,”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234.

18) “A book of mine where a sound heart and a deformed conscience come into 
collision and conscience suffers a defeat.” Notebook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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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예배에서 목사가 형제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고, ‘검둥이’가 죽었

다는 말을 듣고 기독교인인 샐리(Sally)가 다행이라고 하는 장면은 이웃

사랑에 그 근본을 두었으면서도 노예제를 신성화하던 일부 기독교인들의 

위선과 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꼬집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19) 또한, 목사의 설교에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우는 군중, 왕

(king)의 사기극에 넘어가 그를 위해 모금하자는 순진한 무리, 왕(king)과 

공작(duke)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에 속아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에게 헉이 환멸을 느끼는 장면들은 의식이 마비되어 분별력을 상실한 대

중에 대한 풍자로 읽힐 여지가 있다. 한 서커스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말

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간파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소리치며 깔깔 웃는 군중의 모습에서는 광기마저 느껴지고, 그들 속에서 

홀로 헉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남자의 안전을 염려한다. 이는 다른 사람

의 생명과 가치에 무감각한 대중과 대비된 헉이 아직 의식과 인간성이 살

아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커스 장면의 

직전에는 셔번(Sherburn)이 대중에 대한 비판을 연설하는 장면이 있다.

보통 사람은 비겁합니다. 그는 문제나 위험과 맞닥뜨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겁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

다. 가장 한심한 것은 군중입니다. 군중은자기 내면의 용기를 가지고 스

스로 싸우지 않고 집단에서 빌린 힘으로 싸웁니다.

The average man is a coward…The average man don’t like trouble and 
danger…you’re afraid … you’ll be found out to be what you are-cowards- 
The pitifulest thing out is a mob…they don’t fight with courage that’s born 
in them, but with courage that’s borrowed from their mass.20)

19)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Signet Classics, 
2008), 13, 120, 232. 

20) Ibid., 157. 



42   유이나

비록 노예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소설이 반인종차별적이라고 보는 이들은 여기에서 당시 노예제를 수

용한 대중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나마 읽어낼 수도 있다. 즉, 노예제

로 인해 인간성을 상실한 대중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적

으로는 노예제의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흑인노예의 고통에 무감각한 

백인들을 비판하는 여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혹자는 상대방의 감정과 고통에 무감각한 대중과, 남의 아픔에 공감하

고 다른 사람을 연민하는 헉을 비롯한 인물들의 대비를 통해 반인종차별

적인 요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와 억압적인 

사회로부터 도망쳐 자기 집에 얹혀 살게 된 가난한 헉을 괴롭히는 동생

들에게 메리 제인(Mary Jane)은 말한다.

자신이 속해있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이방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옳지도, 친절하지도 못해. 너희가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어떻겠니? 너
희가 이 친구 의 입장이었다면 수치스러웠을거야. 너희는 마땅히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하고 그가 자기 나라와 민족과 함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서는 안된단다.

It ain’t right nor kind for you to talk so to him, and him a stranger and 
so far from his people. How would you like to be treated so?… If you was 
in his place it would make you feel ashamed… The thing is for you to 
treat him kind, and not be saying things to make him remember he ain’t in 
his own country and amongst his own folks.21) 

비록 헉에 대한 말이지만 마치 고국인 아프리카와 동족인 흑인 민족과 

멀리 떨어져 노예살이를 하는 흑인노예들을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한편, 메리 제인의 흑인 여자노예와 자식들이 각각 다른 노예주에게 팔

21)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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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게 된 것이 마을에서 큰 스캔들이 된다. 당시에는 몇몇 백인 노예주들

이 노예 거래의 편이를 위해 흑인 노예의 신생아를 일찍이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메리 제인 

자매는 한 가족이 이렇게 생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큰 슬픔에 젖은 

채 흑인노예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헉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소녀

들과 흑인노예들이 서로 얼싸안으면서 울던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었

다고 말한다. 이는 노예제로 인해 흑인노예들이 겪는 아픔에 동참하는 백

인 인물들을 통해 노예제의 비인간성을 문제시하고, 인간적인 백인 인물들 

뿐만 아니라, 흑인노예들의 인간성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Ⅲ. 헉의 인종차별적 요소들

이처럼 이 작품은 반인종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며, 

동시에 인종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다. 헉의 인종 논란

의 핵심에 서 있는 결말은 백인노예주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 짐을 헉과 

짐이 함께 구출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헉은 짐을 생각해 되도록 빨리 그

를 구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구상하지만, 자신을 낭만적인 소설의 

주인공으로 상상하기 좋아하는 톰소여는 이 구출을 즐거움을 충족하는 

모험거리로 삼는다. 톰소여는 구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장애물들을 만들

자고 제안하고, 단순히 짐의 수갑을 침대 다리 밑으로 빼지 말고, 침대 

다리를 톱질하거나 아예 짐의 다리를 자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

한다. 이렇게 짐의 구출은 톰소여의 장난으로 계속 지연되지만, 헉은 톰

소여에게 “네가 하고 싶은대로 하렴, 난 불평하지 않을게. 네가 하는 거

라면 난 어떤 것이라도 좋아. 난 아무말도 하지 않을게” 라며 톰소여에게 

주도권을 넘긴다.22) 헉은 자신의 탈출계획보다 톰소여의 계획이 몇 배는 

22) “Well, all right, Tom, fix it your own way... I ain’t going to ma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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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들어지고 어차피 자신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짐의 자유를 불러올 것이

라고 정당화한다. 

탈출 후 짐을 잡으러 온 마을 사람들로 인해 부상을 입은 톰소여를 구

하려다가 짐은 다시 붙잡히게 되고, 톰소여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표

한다.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난 미스 왓슨이 짐이 자유의 몸이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미 자유의 몸이 된지 오래이기에 노예의 신분을 벗어

나 구출할 필요도 없는 짐을 순전히 ‘모험’을 즐기기 위해 구출했다고 톰

소여는 말한다. 톰소여는 짐이 잘 인내하면서 자기들의 포로(prisoner) 역

할을 훌륭히 해냈다며 그 댓가로 짐에게 40달러를 주고, 짐은 자신이 큰 

돈을 벌 것이라는 점괘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며 무척이나 기뻐한다. 서브

라이언은 짐이 40달러와,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가족에 대한 사랑, 자존심

을 타협했다고 말하고,23) 찰스 닐런(Charles Nilon)은 톰소여의 가치체계

를 수용함으로써 짐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지를 이 장면이 보

여준다고 주장한다.24)

이 일련의 장면들은 인종문제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로

빈슨은 결말에 대하여 복잡한 회피(evasion) 속에서 트웨인의 도덕적 비

전과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졌다고 평가한다.25)서브라이언은 결말에서 트웨

인이 짐을 또다시 어릿광대로 전락시켰다며, 설상가상으로 이 결말을 트웨

인이 강연에서 농담거리로 삼았으며 이를 자랑스러워 했다고 주장한다.26) 

트웨인은 ‘검둥이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complaint… Any way that suits you suits me… All right. I ain’t say nothing.”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252, 279. 

23) Subryan, “Mark Twain and the Black Challenge,” 138. 
24) Charles Nilon, “The Ending of Huckleberry Finn: Freeing the Free Negro,”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s.,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74. 

25) Forrest Robinson, “The Characterization of Jim in Huckleberry Fin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43(3), 1988. 361. 

26) Subryan, “Mark Twain and the Black Challenge,”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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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이쇼는 나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검둥이쇼는 웃음을 유

발하는 괜찮은 소재 고, 그것이 사라진 것에 대해 나는 유감을 느낀다. 

To my mind it[minstrel show] was a thoroughly delightful thing, and a 
most competent laughter-compeller and I am sorry it is gone.27) 

벨에 의하면 트웨인은 짐을 ‘검둥이쇼’(minstrel show)의 전통이라는 

틀에 끼워 맞추었다.28) 이 쇼는 소액의 이윤과 미국적인 원칙의 왜곡에 

대한 백인들의 심리적인 책임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흑인의 가치를 저하

하는 상징적인 국가 의식이었다는 것이다. 프레드릭 우드아드(Frederick 

Woodard)는 미국의 오락인 ‘검둥이쇼’는 흑인분장을 한 백인과 흑인들의 

코미디, 춤, 음악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 공연으로, 흑인들을 아둔하

고 게으르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풍자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백

인들의 죄책감과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 흑인들이 우스꽝스러워 보여야 

했으며, 짐은 이러한 ‘검둥이쇼’의 광대로서 기능한다.29) 메리 데이비스

(Mary Davis)는 헉이 톰소여의 ‘고문계획’(torturous schemes)에 굴복한 

순간, 짐에 대한 배신을 범했다고 말한다.30) 

작가는 언어와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거리 조정을 한다는 바흐찐과는 

달리, 서브라이언과 닐런, 로빈슨, 벨, 데이비스는 작가와 언어 사이에 아

무런 거리나 거리조정이 없다고 간주하여, 작품 속에 드러난 언어, 즉 짐

이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결말을 액면 그대로 작가의 의도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말이 다른 제 2의 이야기, 즉 당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드러난 언어인 짐의 노예상태가 곧 

27) Bernard Bell, “Twain’s ‘Nigger’ Jim,” 128. 
28) Ibid., 125. 
29) Frederick Woodland and Donnarae MacCann, “Minstrel Shackles and Nineteenth 

Century Liberality in Huckleberry Finn,”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s.,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148. 

30) Mary Davis, “The Veil Rent in Twain,”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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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자 작가의 언어라는 것이다. 이처럼 바흐

찐과는 달리 작가와 언어 사이에 아무런 거리나 의도적인 거리조정이 없

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서브라이언을 비롯한 다른 비평가들처럼 이 작품

의 결말이 짐의 노예로의 전락, 그리고 이에 대한 트웨인의 인종차별적인 

옹호를 의미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은 결말 외에도 작품 전체

에 걸쳐 다른 인종차별적인 소재와 사건들이 발견된다. 한 예로, 짐을 친

구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이중적으로 바라보는 헉의 시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짐이 “‘검둥이’가 가질 수 없는 비상한 머리를 가졌다”

거나 “‘검둥이’는 토론을 배울 수 없으므로 짐을 가르치는 것은 소용 없

다”는 헉의 발언은 흑인이 백인보다 지능적으로 열등하다는 당대의 사고

를 반 한다.31) 우연히 헤어지게 되어 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짐에게 이 

모든 것이 허구인 것처럼 장난을 쳐 짐을 화나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때에도, 헉은 “검둥이에게 수그리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32) 

자유의 몸이 되면 제일 먼저 아내와 자식을 데려오겠다는 짐에 대해 헉

은 끓어오르는 혐오감을 억누르지 못하고, 노예 신분일 때는 저런 말을 

하지 못했을텐데 “‘검둥이는 조금만 잘해주면 기어오른다’는 속담이 틀린 

것이 없다”고 말한다.33) 제임스 레오나드(James Leonard)와 토마스 테니

(Thomas Tenney)는 헉이 당대의 인종차별주의에 “오염”(contaminated)되었

다고 표현한다.34) 레오나드와 테니의 이와 같은 발언은 작가와 작중화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바흐찐의 이론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작가는 

31) Ibid. 
32) “It was fifteen minutes before I could work myself up to go and humble myself 

to a nigger.” Ibid., 97. 
33) “He wouldn’t ever dared to talk such talk in his life before… It was according 

to old saying, “Give a nigger an inch and he’ll take an ell’.” Ibid., 99. 
34) James Leonard and Thomas Tenney, “Introduction,”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s.,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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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화자와 구별된 관점을 취한다는 바흐찐과는 달리, 레오나드와 테니는 

작가와 작중화자 사이에는 거리가 없으며, 작가와 화자는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인종차별적으로 해석되는 작중화자인 헉의 발언

들이 작가인 트웨인의 입장을 그대로 반 한다고 간주하여, 인종차별주의

적 발언을 하는 헉과 마찬가지로, 트웨인 역시 인종차별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비천한 노예제폐지론자’라는 표현에서도 보았듯이, 헉은 

톰소여처럼 실추될 명예가 있는 상류층이 ‘검둥이’의 도주를 돕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노예 ‘검둥이’를 돕는 것은 톰소여 뿐만 아니라 톰소여

의 가족에게도 수치스러운 행위이며, 이로 인해 톰소여에 대한 자신의 가

치 평가가 떨어졌다고 톰은 말한다. 이와 같은 발언에서 이 작품이 인종

차별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만약 헉이 톰소여와 같은 백인 주류

사회에 소속되어 있었더라면 짐을 돕는 ‘수치스러운’ 행동은 하지 않았을

지 모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헉은 자신이 “흑인노예의 도주를 도왔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수치심에 마을 사람들

의 부츠를 핥았을 것”이라며, 짐의 도주를 돕는 것을 “천한 짓”(low- 

down thing)이라고 언급한다.35) 

또 다른 예로 헉이 짐에게 지속적으로 치는 짓궂은 장난들이 있다. 헉

은 방울뱀을 죽여 자고 있던 짐의 발 밑에 두고, 짐이 나중에 깨어나 그 

방울뱀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방

울뱀을 잘못 건드리면 그의 짝이 반드시 복수하러 온다는 사실을 망각한 

탓에 짐은 방울뱀에게 물리는 상처를 입게 된다. 이에 대해 서브라이언은 

트웨인이 짐을 헉의 장난에 놀아나는 어릿광대로 묘사했다고 말한다.36) 

벨은 트웨인이 모욕적인 인종차별주의에 젖어있던 남서부 유머(Southwestern 

35) “It would get around that Huck Finn helped a nigger to get his freedom; and if I 
was ever to see anybody from that town again I’d be ready to get down and lick 
his boots for shame.”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223. 

36) Subryan, “Mark Twain and the Black Challenge,”,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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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의 향을 받았다면서 트웨인의 사적 기록들이 롱스트릿(Augustus 

Longstreet), 후퍼(Johnson Hooper), 볼드윈(Joseph Baldwin)과 같은 남

서부 유머작가들에게서 받은 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한다.37) 트웨인

이 1868년에 쓴 여행기에는 흑인의 냄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과 유명

한 흑인 피아니스트 던 장님 톰(Blind Tom)을 ‘검둥이쇼’의 일부로 묘

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자신과 언어 및 작중화자와

의 거리 조정을 한다는 바흐찐과는 달리, 벨도 서브라이언과 레오나드와 

마찬가지로 작가와 언어의 사이, 작가와 작중화자 사이에는 거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작가인 트웨인이 평소에 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작

중화자 및 작품 속 이야기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Ⅳ. 바흐찐의 이론과 헉의 인종문제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헉의 인종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바흐찐의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흐찐은 

주어진 사회집단에서 말하고 쓰는 언어의 평균적 규범인 ‘일반언어’, 즉 

당대에 통용되고 있는 시각과 가치로 주어진 사회 역에서 정상적인 것

으로 여겨지는 인간과 사물에 대한 언어적 접근방식과 작가의 관계에 대

해 설명한다. 바흐찐에 따르면, “작가는 이 일반언어로부터 다양하게 거

리를 두고 물러서서 그것을 객체화함으로써 언어 속에 구현된 이 일반적

인 견해를 매개로 자신의 의도를 굴절시켜 표현한다”.38) 즉, 작가는 일반

37) Bernard Bell, “Twain’s ‘Nigger’ Jim,” James Leonard, Thomas Tenney, Thadious 
Davis eds., Satire or Evasion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2), 128. 

38) “The author distances himself from this common language, he steps back and 
objectifies it, forcing his own intentions to refract and diffuse themselves 
through the medium of this common view that has become embodied in 
language.”Mikhail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Micheal Holquist, ed.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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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회구성원들처럼 일반언어를 평범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언어 사이의 끊임없는 거리 조정을 한다는 것이다. 바흐찐은 한 예로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소설 작은 도리트(Little Dorrit) 를 든다:

오, 이 머들(Merdle)은 얼마나 경이로운 인간이며, 얼마나 위대한 인간

이고, 대가인가, 얼마나 축복된, 부럽도록 재능있는 인간인가－한마디로 

말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O, what a wonderful man this Merdle, what a great man, what a master 
man, how blessedly and enviably endowed-in one word, what a rich man!39)

바흐찐은 인용된 부분이 머들에 대한 열광적 찬사인데 이것이 은폐된 

타인의 말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 머들 숭배자들의 합창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찬사의 진정한 기반을 폭로하는 것, 즉 이와 같은 합창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이에 대한 찬사로 표현

된 긍정적인 평가가 사실은 이의 위선을 역설적으로 풍자하는 작가의 폭

로 행위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바흐찐은 여기에서 이중의 강조와 이중의 문체를 가진 전형

적인 혼성구문(hybrid construction)을 볼 수 있다며, 바흐찐은 그 문법적 

표지로 보면 단일한 화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면서도 실제로는 그 안에 

두 가지 발언, 두 가지 어법, 두 가지 스타일, 두 가지 언어, 두 가지 세

계관(의미 및 가치상의)이 혼합되어 있는 발언이라고 이를 정의 내린다. 

그는 또 ‘그가 일찌기 이 세상에 출현했던 가장 위대한 인물임은 모든 

사람이 알았다’ 라는 작가의 직접적 발언에서, 작가가 ‘모든 사람이 알았

다’라는 말을 통해 작가 자신도 그같은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이 ‘방백’에 객관적 톤을 부여하지만, 여기서 머들에 대한 위선적인 의례

적 여론과 작가 사이의 허구적 일치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39) Book 2, Chap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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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찐은 프랑수아 라블레(François Rabelais)의 예를 들면서 그러한 

허위에 대적하고 있는 진실은 그의 작품 속에서 진실된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진실은 오직 거짓말의 

제시에 수반되는 패러디적이고 폭로적인 강조(액센트) 속에서만 반향되며, 

진실은 거짓을 부조리의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확보될 뿐 자기 자신

의 어휘들을 구하지 않으며, 말에 연루됨으로써 말의 파토스로 자신을 오

염시킬까 두려워한다고 말한다. “작가는 자신의 언어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자신의 문체, 즉 다양한 언어들을 다루는 방식과 자신이 진정

으로 의도하고 있는 의미와 표현을 그 언어들을 통해 굴절시켜내는 방식

을 통제하는 특유의 조직과 통합의 원칙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바흐찐은 

설명한다.40) 

헉의 인종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은 이처럼 작가와 언어의 관계

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

약 작가가 작품 속에서 특별한 거리 조정 없이 일반언어를 여과없이 사

용했다고 생각한다면, 헉에 나타난 짐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결

말에 대하여 작가가 자신의 인종차별주의를 이 작품 속에서 그대로 노출

시켰다는 입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 흑인지위향상협회가 헉에서 사

용된 ‘검둥이’(Nigger)라는 단어의 사용을 문제 삼았듯이, 트웨인과 헉이 

‘검둥이’라는 말을 다른 숨겨진 의도 없이 직접 사용함으로써 인종차별주

의를 자행했다는 비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바흐친의 말처럼 작가가 일반언어로부터 의도된 거리조정을 함

으로써 작품 속에서 표현된 언어와 작가의 의도 사이에 허구적 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면, 헉에 나타난 인종주의는 역설적으

로 당대 인종주의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이중적인 언어의 표현방식이라고 

40) “It is as if the author has no language of his own, but does possess his own 
style, his own organic and unitary law governing the way he plays with 
lanauges and the way his own real semantic and expressive intentions are 
refracted within them.” Bakhtin, The Dialogic Imagination,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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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될 것이다. 같은 단어지만 미국 흑인지위향상협회와는 반대로 ‘검둥

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그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들에 대한 풍자라고 해석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결말 역시 전자는 짐을 ‘검둥이쇼’의 어릿광대로 

전락시키고, 톰소여와 심지어는 헉까지 백인으로서 인종차별주의를 자행

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이고, 후자는 이러한 결말을 통해 트웨인이 역설

적으로 당대 인종주의의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흐찐은 작가와 작중화자와의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과 자신의 관점을 작중화자와 그의 말, 그의 

언어를 통해서만 드러내지 않고 작가 스스로 작중화자의 관점과 구별되는 

다른 관점으로서 작중화자의 이야기 내용에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41) 

서술자의 이야기 뒤에는 제 2의 이야기인 작가의 이야기가 읽히는 것이

다. 이야기의 매순간마다 이중의 차원이 예리하게 감지된다. 비록 굴절의 

방식이기는 하나 작중화자의 이야기를 통해, 작중화자의 이야기를 수단으

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작가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헉에서 트웨인과 헉의 동일시 또는 둘 사이의 거리

두기에 대한 논의에 적용될 수 있다. 작가가 화자와 별다른 거리 두기 없

이 화자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말을 대신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짐에 

대한 헉의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작가인 트웨인의 입장과 동일시하게 되

어 이 작품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종에 대한 트웨

인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취한 서브라이언이나 존스 역시 작가인 

트웨인과 그의 화자인 헉을 동일시하고 있다. 반대로, 바흐찐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쉬킨이나 헌트처럼 트웨인이 헉과는 구별되는 다른 관점으로 

제 2의 이중적인 이야기, 즉 당대 인종주의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을 역설

적으로 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41) “The author manifests himself and his point of view not only in his effect on 
the narrator, on his speech, and his language, but also in his effect on the 
subject of the story-as a point of view that differ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arrator.” Ibid.,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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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작가와 언어, 작가와 화자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헉의 인종문제에 있어서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바흐찐의 이론은 헉의 인종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양가적인 비평을 설

명하고 수렴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이처럼 양가적인 입장

을 동시에 살펴보고 이해하게 하는 바흐찐의 분석 틀을 기준점으로 삼아, 

우리는 헉이 반인종차별적이라는 입장과 인종차별적이라는 정반대의 입

장 사이에서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바흐찐의 

이론은 어느 하나의 입장도 놓치지 않고 두 입장을 보다 객관적인 관점

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의 양가적인 논쟁이 불러일으킨 

분열에서 벗어나, 이 양가성을 오히려 작품을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

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바흐찐의 이론을 통해 헉의 인종문제

를 둘러싼 그 동안의 논란이 단순히 풀리지 않는 모순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얼핏 보면 화합될 수 없는 모순이 작품에 대한 더욱 총체적인 논의

로 이끄는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양가성이란 단순히 작품

을 분열과 모순으로 이끄는 악재가 아니라, 양가성을 수렴하는 적절한 분

석 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욱 다양하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이며 깊은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인종문제의 양가적인 비평이 분열과 모순의 행태를 띠었다면, 헉을 둘

러싼 이 논쟁들이 바흐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풍

성한 논의를 낳았다는 것이 헉이 지닌 현대적 의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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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uble-sidedness of racial discourse in Twain’s 

Huckleberry Finn: A Reconsideration in Bakhtin’s Theory

In Na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k Twain’s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1884) has a history 
of having fuled an intense controversy over racial discourse. Some identified 
the author with his narrator Huck who, despite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negro slave Jim, revealed a racially prejudiced view of his friend. In 
addition, the conclusion in which Jim is saved by Huck and his white friend 
Tom has been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as some interpreted 
it as a paradoxical satire of the racial realism of 19th Century America, 
while others saw it as a minstrel show in which Jim is being degraded as a 
buffoon. 

It may be worthwhile to discuss passages of the novel which have led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cial discourse to understand how they can 
be interpreted by both those who have viewed the novel as racist and 
anti-slavery. Understanding the racial discourse in Huckleberry Finn could be 
supported by considering Milkhail Bakhtin’s theor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 and language, between the author and the narrator. 
Bakhtin argues that the author distances himself from the language and the 
narrator for the sake of his true intention, which may give a clue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or distance between Twain and Huckleberry 
Finn’s language and between Twain and Huck. 

Key Words

Mark Twain’s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racial controversy, Mikhail Bakhtin.


